
2022.9.4. 새은혜 강단

좁은 문(마태복음7:13-14)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문은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
에 계신 분들 중에 넓은 문, 멸망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시면 지금 좁은 문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좁은 문을 안내해주셔야 합니
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눅13:22-30절을 같이 보아야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
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적으니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예
수그리스도입니다. 
  99%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쉬운 길, 편한 길, 화려한 문들을 찾아가 멸망 길로 가
면서 구원받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1%의 사람들만이 길이 협착한 좁
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는 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사 하는바가 아주 큽니다. 사실 우리들도 넓은 길, 쉬운 길, 편안 길, 육신적으
로 안정된 길을 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냥 즐길 것 즐기고,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
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이 완전히 황폐
해지는 최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
이 원하시는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적으로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 두 가지 문
  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마7:13)
    * 마7: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① 우상숭배(출20:4-5),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
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는 자신도 망하고 자손까지도 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게 됩니다. 
    ② 종교생활(행8:30-31),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교회출석하며 예배는 드리
는데 복음모르고, 생명이 없고, 성경을 읽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것입니다. 
  ⑵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마7:14)
    * 마7: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교회
를 다니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① 좁은 문 = 예수 그리스도(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② 문 안내자 => 전도자(단12:3, 잠24:11-12),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
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사망의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좁은 문으로 안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2. 종말신앙
   * 누구에게나 개인의 종말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종말도 반드시 오게 되어있습니
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눅13: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눅13: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
노라 하리니”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아무리 두드
려도 열리지 않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전하여 구원을 받아야합니다.  
   * 창7장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을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 멸망 길, 세상 향락
에 취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여도 무시하였습니다. 사십 주야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나
서 방주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이 물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⑴ 개인종말(히9:27) - 세 가지 인생
   * 히9: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
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번 왔다가 한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
다. 단 한번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닫힌 후에> 
    ① 서론 - 의식주, 염려, 성공, 욕심, 교만, 후회, 상처, 돈, 교만
    ② 본론 - 예배중심, 전도, 선교, 후대, 하나님의 일
    ③ 결론 - 천국, 상급, 면류관
  ⑵ 세상종말(계16:18-20, 마24:14, 벧후3:8-13)
     *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땅을 
지상 천국을 이야기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존 번연을 감
옥에서 계16:18-20절을 읽고 아~~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명한 천로역
정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①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라.
    ② 한 영혼 구출작전

결론> 점검하라!
  ⑴ 나는 어느 문을 가고 있는가?
  ⑵ 주변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좁은 문(예수그리스도)으로 안내합시다.
  ⑶ 지금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